다국어 사용 환자를 위한 정보
(X 레이를 찍기 위해 동반되는 사전준비)
환자를 위한 중요 정보:
♦
♦
♦
♦
♦
♦
♦
♦
♦

검사등록을 위하여 15 분 일찍 도착할것.
사전준비는 모든 검사에 필요함.
매번 방문할 때 마다 의료보험증을 제시 할것.
검사취소에 따른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약취소는 24 시간 전에 해야 함.
아이들을 집에 두고 오거나 타인의 보호를 받도록 조치 할 것.
필요하다면 통역할 사람을 데리고 올것.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은 다국어로 준비되어 있음.
검사를 예약 할 때 당뇨가 있다면 직원에게 알려 줄 것.
검사를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약속은 다시 할수 있음.
X 레이 또는 초음파기사는 어떠한 검사결과나 성별을 누설하지 못함(산과 초음파검사).

사전준비 사항– 모두 예약이 필요함


유방암 검진을 위한 사전 조치:

아주 적은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먹고 마실수 있고 일상적인 약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당일에는
체취제거제, 땀띠제거용 분말이나 로션을 겨드랑이 아래에 바르지 마세요. 이러한 것들은 유방암 검사에
이상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허리까지 옷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치마나 느슨한 옷을 입으세요.
검사전에 모든 보석과 상체에 입은 옷들을 벗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을 줄 것입니다.
검사하는 기사에게 가슴증상이나 문제들을 설명하세요. 가능하다면 전에 한 유방암검진 X 레이사진을
입수하여 지금하는 검사때에 기사에게 알려 주세요. 민감한 가슴을 가진 여성은 불쾌감은 경험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생리기간중에 가슴이 더 민감하다면 생리가 시작되기 전 주에는 유방암검진 예약을
피하세요. 이런 경향이 있다면 생리가 끝난 다음주가 가장 좋은 검사시기 입니다.
임신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항상 당신의 의사나 X 레이 기사에게 알려주세요.
초음파검사 준비를 위한 조치:




복부/담낭 초음파검사 준비를 위한 조치:
o

검사전날의 자정부터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것

o

적은 양의 물과 함께 약은 복용 할수 있음

o

30 분의 검사시간이 걸림.

신장, 산과의 초음파검사에 필요한 사전준비 조치:

이들 검사에는 방광이 가득차 있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다시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식사는 할수 있습니다. 30 분간의 검사시간이 필요함.

검사약속 한시간 반(90 분)전에 32 온스(큰잔 4 개분량)의 물을 마셔야 함. 검사약속 한시간 전까지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검사가 끝날 때 까지는 화장실에 가면 안됩니다.**

아기의 성별이 감별될수 있습니다. 결과는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환자를 보낸 의사에게만
통보됩니다. 검사기사는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경비를 지불하면 아기사진을 CD 에 담아 드립니다.
신장 초음파 검사는 20 온스의 물이 필요합니다.


유방암검사- 준비 불필요



이하선검사- 준비 불필요



음낭검사- 준비 불필요



갑상선검사- 준비 불필요



근골격검사- 준비 불필요

